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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학전형 일정 -「나」군

구    분 일   시 장     소 비    고

입학원서 접수
2019. 12. 27(금) 10:00 ∼
2019. 12. 31(화) 17:00

연세대학교 입학처 홈페이지
(http://admission.yonsei.ac.kr)

· 인터넷 원서접수 업체를 통하여 접수하
며, 별도 창구접수는 하지 않음

서류제출

직접제출

2019. 12. 27(금) ~
2020. 1. 2(목) / 
10:00 ∼ 17:00

 (단, 2020. 1. 1(수) 제외)

서울캠퍼스 입학처 
(백주년기념관)

· 해당자에 한하여 제출하며, 필수서류를 접
수기간내 미제출 할 경우 별도 통보 없이 
불합격 처리함 

· 우편제출(익일특급)은 2019.12.31(화)  
  소인까지 유효

우편제출
2019. 12. 27(금) ∼
2019. 12. 31(화)

서울 서대문구 연세로 50 
연세대학교 입학처(백주년기념관)

정시모집 담당자 앞 [03722] 

국제계열 
자기소개서 제출

온라인
2019. 12. 27(금) 10:00 ∼
2020. 1. 2(목) 17:00

· 원서접수사이트를 통해서만 입력 및 
  제출 가능 

제출서류 도착확인 2020. 1. 7(화) 17:00 연세대학교 입학처 홈페이지 · 해당자에 한하여 확인

실기
시험

체능
계열

예비소집 2020. 1. 13(월)

서울캠퍼스 체육교육관
· 면접시험은 체육교육학과만 해당
· 구체적인 일정은 1. 8(수) 이전 입학처 홈

페이지에 공지 예정
실기시험

2020. 1. 14(화) ∼
2020. 1. 17(금)

면접시험 2020. 1. 17(금)

예능
계열

예비소집 2020. 1. 11(토)
서울캠퍼스 음악대학

· 음악대학 전 모집단위가 해당
· 구체적인 일정은 1. 8(수) 이전 입학처 홈

페이지에 공지 예정실기시험
2020. 1. 13(월) ∼
2020. 1. 18(토)

일반계열 의예과
인성면접평가

2020. 1. 11(토) 서울캠퍼스 지정 장소
· 일반계열 의예과 전 지원자 해당
· 면접장소는 1. 9(목) 이전 입학처 홈페이

지에 공지 예정

국제계열 
면접평가

2020. 1. 18(토) 서울캠퍼스 지정 장소
· 국제계열은 전 모집단위가 해당
· 면접장소는 1. 16(목) 이전 입학처 홈페

이지에 공지 예정

합격자 발표 2020. 2. 4(화) 17:00 연세대학교 입학처 홈페이지

합격자 등록
2020. 2. 5(수) 09:30 ∼
      2. 7(금) 16:00

우리은행 및 모든 금융기관
(우체국, 농협 포함)

· 등록금은 입금전용계좌로 송금 (인터넷뱅킹, 
계좌이체, 폰뱅킹 등) 해야 합니다.

추가합격자
발표 

및 등록

1차
발표 2020. 2. 8(토) 08:00

연세대학교 입학처 홈페이지 발표

등록 : 우리은행 및 모든 금융기관
(우체국, 농협 포함)

· 등록금은 입금전용계좌로 송금 (인터넷뱅킹, 
계좌이체, 폰뱅킹 등) 해야 합니다.

등록
2020. 2. 8(토) 09:30 ∼ 
      2. 10(월) 16:00

2차
발표 2020. 2. 11(화) 08:00

등록
2020. 2. 11(화) 09:30 ∼ 
      2. 12(수) 16:00

3차

발표 2020. 2. 13(목) 08:00

등록
2020. 2. 13(목) 09:30 ~
      2. 13(목) 16:00

4차
발표 2020. 2. 14(금) 08:00

등록
2020. 2. 14(금) 09:30 ~
      2. 14(금) 16:00

5차
발표 2020. 2. 15(토) 08:00

등록
2020. 2. 15(토) 09:30 ~
      2. 17(월) 10:00

6차 
이후

발표
2020. 2. 17(월) 10:00 ~
      2. 17(월) 21:00

개별 통지

등록
2020. 2. 17(월) ~
      2. 18(화) 16:00

우리은행 입금전용계좌 · 입금마감시간은 전화발표 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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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집단위 및 모집인원

 

 1. 서울캠퍼스 인문, 자연, 국제(언더우드국제대학), 체능(체육교육학과, 스포츠응용산업학과) 및 예능계열(음악대학) 전 모집단위는 ｢나｣군에서 선발함

2. ‘*’는 교직과정이 설치되어 있는 모집단위임

3. 교육인증 현황

    ∙ 경영대학 경영학과는 ‘한국경영교육인증원’으로부터 교육인증을 받음

    ∙ 공과대학 화공생명공학부·전기전자공학부·사회환경시스템공학부·기계공학부·컴퓨터과학과는 ‘한국공학교육인증원’으로부터 교육인증(ABEEK)을 받음

    ∙ 공과대학 건축공학과는 ’한국공학교육인증원‘ 및 ’한국건축학교육인증원‘으로부터 교육인증을 받음

    ∙ 간호대학 간호학과는 ‘한국간호교육평가원’으로부터 교육인증을 받음

    ∙ 의과대학 의학과는 ‘한국의학교육평가원’으로부터 교육인증을 받음

    ∙ 치과대학 치의학과는 ‘한국치의학교육평가원’으로부터 교육인증을 받음

4. 건축공학과는 세부전공[건축학(5년제), 건축공학(4년제)]으로 구분되며, 2학년 진급시 정해진 기준에 따라 선택/배정됨

5. 언더우드국제대학은 입학 시 세부전공을 정하지 않고, 향후 전공 배정 시 소속한 학부 내에서 세부전공을 선택할 수 있음. 단, 언더우드학부(공학), 아시아학전공 

지원자는 입학 후 전공 배정 시(2학년 진급 시) 각각 생명과학공학전공과 아시아학전공으로 자동 배정됨

6. 학과(전공)별 교육과정 및 학사운영에 관한 사항은「연세대학교 홈페이지(http://www.yonsei.ac.kr)-입학・교육」에서 확인할 수 있음

7. 모집인원은 수시모집 합격자의 최종등록 상황에 따라 증감이 발생할 수 있음. 변경된 모집인원은 2019. 12. 24(화)에 연세대학교 입학처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할 예정임

대  학 모집단위
모집
계열

모집
인원

일반전형
모집인원

대  학 모집단위
모집
계열

모집
인원

일반전형
모집인원

문과대학

*국어국문학과 인문 45 20 　

사회과학
대학

정치외교학과 인문 81 38 

*중어중문학과 인문 32 18 　 행정학과 인문 79 32 

*영어영문학과 인문 73 32 사회복지학과 인문 27 10 

*독어독문학과 인문 30 11 *사회학과 인문 39 19 

*불어불문학과 인문 33 15 문화인류학과 인문 14 7 

*노어노문학과 인문 30 14 언론홍보영상학부 인문 44 19 

*사학과 인문 45 20 　

음악대학

교회음악과 예능 17 17 

*철학과 인문 35 14 　 *성악과 예능 24 24 

*문헌정보학과 인문 30 13 *피아노과 예능 20 20 

*심리학과 인문 37 14 *관현악과 예능 40 40 

상경대학
경제학부 인문 177 76 *작곡과 예능 19 19 

응용통계학과 인문 58 21 　

생활과학
대학

*의류환경학과(인문) 인문
27

4 

경영대학 경영학과 인문 276 125 　 *의류환경학과(자연) 자연 5 

이과대학

*수학과 자연 37 25 *식품영양학과(인문) 인문
26

5 

*물리학과 자연 34 17 *식품영양학과(자연) 자연 7 

*화학과 자연 45 16 실내건축학과(인문) 인문
26

5 

*지구시스템과학과 자연 32 10 실내건축학과(자연) 자연 6 

천문우주학과 자연 28 10 *아동·가족학과(인문) 인문 27 13 

대기과학과 자연 28 11 생활디자인학과(인문) 인문
26 11

공과대학

화공생명공학부 자연 87 38 생활디자인학과(자연) 자연

전기전자공학부 자연 191 85 
교육과학

대학

*교육학부 인문 55 30 

건축공학과 자연 75 24 *체육교육학과 체능 46 23 

도시공학과 자연 35 13 　 스포츠응용산업학과 체능 43 22 

사회환경시스템공학부 자연 76 26 　
간호대학

*간호학과(인문) 인문
73

21 

기계공학부 자연 123 66 *간호학과(자연) 자연 17 

신소재공학부 자연 102 39 　

언더우드
국제대학

언더우드학부(인문·사회) 국제 154 8 

산업공학과 자연 38 13 　 언더우드학부(공학) 국제 15 -

*컴퓨터과학과 자연 66 37 아시아학전공 국제 20 -

글로벌융합공학부 자연 20 5 융합인문사회과학부(HASS) 국제 153 10

생명시스템
대학

*시스템생물학과 자연 30 13 　 융합과학공학부(ISE) 국제 80 7

*생화학과 자연 27 8 
　
글로벌인재대학 글로벌인재학부 국제 11 -

생명공학과 자연 55 28 의과대학 의예과 자연 110 23

신과대학 *신학과 인문 47 19 　 치과대학 치의예과 자연 60 20

합 계 3,433 1,3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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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캠퍼스별 교육과정 이수 안내

  아래 학부(학과)를 제외한 모든 학부 신입생은 1학년 교육과정을 국제캠퍼스 기숙사에서 생활하며 이수해야 함

    

대학 학부(학과) 교육과정 이수 캠퍼스

공과대학 글로벌융합공학부 전 교육과정 국제캠퍼스 이수

언더우드
국제대학

융합인문사회과학부, 
융합과학공학부

전 교육과정 국제캠퍼스 이수

음악대학 모든 학과 전 교육과정 서울캠퍼스 이수

교육과학대학
체육교육학과, 
스포츠응용산업학과

1학년 1학기 과정 국제캠퍼스 이수

■ 2019학년도 1학기 기준 국제캠퍼스 기숙사비

    

(단위 : 원)

소득
분위

3인실 2인실

기숙사비
(A)

기숙사장학금
(B)

시설보증금
(C)

실납입액
(A-B+C)

기숙사비
(A)

기숙사장학금
(B)

시설보증금
(C)

실납입액
(A-B+C)

0

956,000

956,000

100,000

100,000

1,500,000

968,000

100,000

632,000

1 336,000 720,000 524,000 1,076,000

2~8 124,000 932,000 232,000 1,368,000

9~10 92,000 964,000 184,000 1,416,000

* 2020학년도 기숙사 신청 및 기숙사비 납부 등에 관한 사항은 최종합격자 발표 시 별도 공지함
* 국제캠퍼스 기숙사 비용은 학생 본인이 부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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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서류

[ 서류제출 안내 ]

· 필수 제출서류를 접수기간 내 미제출할 경우 별도 통보 없이 불합격 처리합니다.

· 모든 제출서류는 반드시 제출기간 내 익일특급(구 빠른등기) 또는 택배로 송부하거나 직접 제출합니다. 

· 우편 및 택배제출자는 제출서류 도착여부를 2020. 1. 7(화) 17:00에 입학처 홈페이지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 모든 제출서류의 우측 상단에 원서접수 시 부여된 수험번호를 기재합니다. (원서접수 전에는 주민등록번호 기재하여 제출 가능)

  - 직접제출 장소: 서울캠퍼스 입학처 (201동 백주년기념관 3층 입학전형실)

  - 익일특급제출 주소: (우) 03722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세로 50, 연세대학교 입학처(201동 백주년기념관 3층 입학전형실) 

정시모집 담당자 앞

1. 필수 제출서류

2. 기타서류

구 분 제 출 서 류

체능계열 지원자 중 

실기면제 혜택 희망자
경기실적증명서 1부

원서/ 학생부/ 수능성적표 간

성명 또는 주민등록번호가 불일치하는 자

성명·주민등록번호 불일치 사항 확인서

(입학처 홈페이지 자료실에서 내려 받아 작성)

구 분 제 출 서 류

국내 정규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중

2015년 2월 이후 졸업(예정)자

없음

※ 학교생활기록부는 NEIS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지원자가 원서

접수를 완료한 것을 학교생활기록부의 온라인 자료제공에 동의하는 것으로 봅니다. 다만, 

전산자료 확정 기준일 이후 학교생활기록부의 “교과학습 발달상황”에 추가 또는 변경된  

내용이 있는 경우, 학교장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학교생활기록부 1부(수정 사항을 형광펜 등으로 

표시하며 수기된 수정사항은 인정하지 아니함)와 온라인 제공 학교생활기록부 수정요청서 1부 

(연세대학교 입학처 홈페이지 자료실에서 내려 받아 작성)를 제출합니다.

2014년 2월 이전 졸업자 및 

학교생활기록부 전산 미제공 고교 

출신 지원자

학교장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학교생활기록부 사본 1부

(비교내신대상자는 학교생활기록부 대신 고등학교 졸업증명서도 제출 가능)

국내 고등학교 졸업자격 

검정고시 합격자

고등학교 졸업자격 검정고시 합격증명서 1부 또는 온라인 제공 동의 

※ 국제계열 지원자는 검정고시 성적증명서 1부도 제출해야 함

※ 검정고시 대입전형자료 온라인 제공 동의 안내

1. 교육행정정보시스템 대국민서비스(www.neis.go.kr)를 통해 지원자 본인이 교육부에서 지정한 기간

(2019. 12. 23(월) ~ 2020. 1. 13(월), 정확한 기간은 해당 사이트에서 확인) 동안 직접 확인·신청하

고 온라인 원서접수 시 검정고시 온라인 제공 동의를 한 지원자에 한하여 실물서류 제출을 면제합니다.

2. 온라인 제출 신청과 함께, “제공 동의 확인 번호”가 발급되는데 이는 대학원서접수일 1일전부터 나이스 

대국민서비스 검정고시 대입전형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며, 발급받은 “제공 동의 확인 번호”는 우리

대학교 정시모집 온라인 원서접수 시 입력하여야 합니다.

3. 온라인으로 제공되는 자료는 2015년 1회~2019년 2회차 합격(성적) 증명자료이며, 2014년 및 그 이

전 합격 증명자료를 우리대학교 정시모집 대입전형자료로 사용할 경우, 서류 제출 마감일까지 직접 또

는 우편 제출하여야 합니다.

외국고교 졸업자
해외고등학교 졸업(예정)증명서 각 1부

※ 국제계열 지원자는 해외고 성적증명서 1부도 제출해야 함

국제계열 지원자

자기소개서

1. 지정기간 동안 원서접수사이트를 통해서만 입력 및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수시모집 한국대학교육협의회 공통양식을 사용합니다(1개의 자율 문항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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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험생 유의사항

 1. 입학전형 평가내용은 공개하지 않습니다.

 2. 평가과정에서 지원자의 학력수준이 지나치게 낮다고 판단되는 경우 모집인원에 상관없이 선발하지 않습니다.

 3. 복수지원 금지 및 이중등록 금지 사항(위반 시, 합격하더라도 합격한 모든 대학의 합격 또는 입학이 취소됨)

    가. 우리 대학교 또는 타 대학(교육대학·산업대학·전문대학 포함)의 수시모집에 최종 합격한 자(최초합격자 및 충원합격자)는 등록

여부와 상관없이 우리 대학교 및 타 대학교의 정시모집과 추가모집에 지원할 수 없습니다.

    나. 모집기간 군(｢나｣)이 같은 타 대학(교육대학은 포함하되, 산업대학·전문대학은 제외함)이나, 우리 대학교(서울캠퍼스)의 서

로 다른 모집단위에 복수 지원할 수 없습니다.

    다. 우리 대학교 또는 타 대학교(교육대학은 포함하되, 산업대학·전문대학은 제외함)의 정시모집에 합격하여 등록한 자는 우리 

대학교 또는 타 대학교의 추가모집에 지원할 수 없습니다.

    라. 정시모집에 지원하여 2개 이상의 대학(교육대학·산업대학·전문대학 포함)에 합격한 자는 하나의 대학에만 등록해야 합니다. 

만약 타대학 추가합격 후 등록하기 위하여 우리 대학교 등록을 포기하려면 2020. 2. 17(월) 21:00까지 연세대학교 입학처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여 등록금을 환불받은 후 타대학에 등록해야 합니다.

 4. 모든 서류제출에 대한 책임은 지원자 본인에게 있으며, 필수제출서류(4쪽 참조)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별도통보 없

이 불합격 처리합니다.

 5. 제출서류 등의 허위기재, 위·변조 및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합격(입학)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합격(입학)을 취소합니다.

 6. 경쟁률을 높일 목적 등으로 실제 지원의사 없이 허위 지원하여 공정한 학생선발 업무를 방해한 자와 이를 공모한 자는 형사처

벌될 수 있으며, 합격(입학)하더라도 합격(입학)을 취소합니다.

 7. 원서접수 후에는 지원을 취소하거나 지원한 전형, 계열 및 모집단위를 변경할 수 없으며 접수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습니

다.

 8. 등록 후 학기 개시일 이후에 등록을 포기할 경우는 자퇴에 해당하며, ｢학교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에 의거하여 등록금

의 일정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를 반환합니다.

 9. 입학 후 1학년 1학기 중에는 ｢연세대학교 학칙｣에 의거하여 휴학할 수 없습니다. 단, 질병에 의한 일반휴학과 군 입대휴학은 

가능합니다. 질병에 의한 일반휴학의 경우 종합병원에서 발급한 진단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10. 미등록 또는 등록포기 후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추가등록이 허용되지 않으니 신중을 기하여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11. 합격 여부는 개별 통지하지 않으며, 합격 여부에 대한 확인은 합격자 발표 당일 우리 대학교 입학처 홈페이지에 게시한 합격자 

공고문을 확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6차 추가 합격자부터는 입학원서에 기재한 연락처(집 전화번호, 이동전화번호)로 

개별 통지만 하므로 입학원서 작성 시 연락처를 정확히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 면접평가 및 실기시험 시 수험표와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을 반드시 지참해야 합니다. 

13. 면접평가 및 실기시험 시작 시각 이후에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으며, 불합격 처리됩니다.

14. 기타 요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우리 대학교 입학전형관리위원회가 결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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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형료 및 인터넷 원서접수 안내

1. 전형료는 일반계열은 30,000원, 국제계열은 65,000원, 체능계열 및 예능계열은 95,000원입니다. 인터넷 원서접수 수수료는 

우리 대학교가 부담합니다.

2. 2020학년도 연세대학교 정시모집 원서접수는 인터넷으로만 시행하며, 다음의 원서접수업체가 대행합니다. 만약 접수 관련 문의

사항이 있거나 원서접수 장애가 발생할 경우 해당 접수업체 안내전화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주)진학어플라이, 홈페이지 http://www.jinhakapply.com, 전화 1544-7715, 팩스 02)722-5453

3. 인터넷 원서접수 시 최근 3개월 이내 컬러로 촬영된 반명함판 사진(3 x 4cm, 탈모 상반신)을 등록합니다.

4. 전형료 결제 후 수험번호가 부여되면 원서접수가 정상적으로 완료된 것입니다.

5. 인터넷 원서접수 마감일은 2019. 12. 31(화) 17:00이며, 마지막 날은 지원자의 접수 폭주로 접수가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므

로 마감시간 전에 가급적 일찍 원서접수를 마쳐 주시기 바랍니다.

6. 기타 인터넷 원서접수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접수시 입학처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전형료 반환 관련 사항 

   가. 접수가 완료된 경우 지원을 취소할 수 없으며 전형료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단, 고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른 

반환사유가 발생할 경우 전형료의 일부 혹은 전액을 반환합니다.

   나.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2조의3(입학전형료) 2~6항

② 법 제34조의4제4항에 따른 입학전형료의 반환 사유 및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입학전형에 응시한 사람이 착오로 과납한 경우: 과납한 금액

   2. 대학의 귀책사유로 입학전형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납부한 입학전형료 전액

   3.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입학전형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납부한 입학전형료 전액

   4. 질병 또는 사고 등으로 의료기관에 입원하거나 본인의 사망으로 입학전형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해당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납부한 입학전형료 전액

   5. 단계적으로 실시하는 입학전형에 응시하였으나 최종 단계 전에 불합격한 경우: 납부한 입학전형료 중 응시하지 못한 단계의 입

학전형에 드는 금액

③ 대학의 장은 법 제34조의4제5항에 따라 입학전형 관련 수입·지출에 따른 잔액을 해당 학년도 4월 30일까지 입학전형에 응시한 

사람이 납부한 입학전형료에 비례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④ 대학의 장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입학전형료를 반환하는 경우 둘 이상의 반환 방법을 마련하여 반환 대상자가 선택할 수 있

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반환 방법에는 학교를 직접 방문하는 방법과 반환 대상자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의 계좌로 이체하는 

방법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⑤ 대학의 장은 제4항에 따른 반환 방법 중 반환 대상자가 금융기관의 계좌로 이체하는 방법을 선택하는 경우에는 반환할 금액에서 

금융기관의 전산망을 이용하는 데 드는 비용을 차감하고 반환할 수 있다.

⑥ 대학의 장은 제5항에 따라 반환하는 경우에 금융기관의 전산망을 이용하는 데 드는 비용이 반환할 금액 이상이면 반환하지 아니할 

수 있다.

8. 전형료 환불 안내 

   가. 환불대상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국가보훈대상자, 민주화운동관련자, 다문화가정 자녀, 장애인 부모 자녀, 북

한이탈주민, 국내·외 벽·오지 근무경력이 있는 선교사 및 교역자 자녀

       ※ 환불대상자 자격은 수시모집 학생부종합전형(기회균형) 및 고른기회전형(북한이탈주민)의 지원자격 기준을 참고하시기 바

랍니다.

   나. 환불 방법: 본교 정시모집에 지원한 경우 접수 완료 후 관련 증빙서류와 함께 전형료 환불신청서를 2020.1.2(목)까지 제출

하면 전형료를 추후 환불(단, 인터넷접수수수료 1,000원 공제)함. 

       ※ 전형료 환불신청서 서식(모집요강 35쪽 참조)은 입학처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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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형별 안내 (일반전형 일반계열)

1. 지원자격

   - 202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이라 함)에서 연세대학교 지정 모집계열별 필수 응시영역에 응시하고 다음 조건(가~나)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한하여 지원 가능합니다.   

가. 국내·외 정규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2020년 2월 졸업예정자

나. 고등학교 졸업 학력 검정고시 합격자 또는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 수능 필수 응시영역

     

모집계열
ⓐ 필수 응시영역 비    고

인  문 국어, 수학㈏/㈎, 영어, 사회탐구/과학탐구, 한국사 - 탐구과목은 응시한 2과목 반영 

- 사회탐구 과목은 자유선택, 과학탐구는 물리, 화학, 생명과학, 지구

과학 중 서로 다른 2과목 선택 (Ⅰ, Ⅱ 구분 없음)
ⓑ자  연 국어, 수학㈎, 영어, 과학탐구, 한국사

     ⓐ 모집단위별 모집계열은 <2쪽 모집단위 및 모집인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국어, 수학㈎, 영어, 과학탐구 또는 사회탐구」에 응시한 자는 인문계열로 교차지원이 가능합니다.

     ⓑ 예를 들어, 과학탐구의 물리Ⅰ, 물리Ⅱ 과목을 선택하여 지원한 경우 불합격 처리됩니다.

2. 전형요소별 반영점수

     

모집계열 구  분
대학수학능력시험

총  점
한국사

한국사
이외 과목

인문 · 자연 일괄합산 10 1,000 1,010

    ※ 동점자 처리기준

    - 인문 : 수능 국어점수 - 탐구점수 - 학생부교과점수 순으로 선발함

    - 자연 : 수능 수학점수 - 탐구점수 - 학생부교과점수 순으로 선발함

    (단, 학교생활기록부 교과점수는 수시모집 학생부종합전형(면접형)의 1단계 교과 점수 산출방식을 따릅니다.)

3. 전형요소

   가. 수능 : 다음 표의 수능 영역별 점수는 이론상 가능한 영역별 최고점수이므로 실제 만점 점수와 다를 수 있으며, 수능 반영 점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한국사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7등급 8등급 9등급

인문 · 자연 10 10 10 10 9.8 9.6 9.4 9.2 9.0

     2) 한국사 이외 과목 (국어, 수학, 영어, 탐구영역)

       가) 국어, 인문계열 수학㈏, 자연계열 수학㈎: 수능 성적표상의 표준점수를 그대로 적용

       나) 인문계열 수학㈎, 사회/과학탐구, 제2외국어/한문: 수능 성적표상의 백분위를 활용하여 우리 대학교가 자체적으로 산출한 

｢변환점수｣를 적용 (｢변환점수｣는 수능성적 개별통지 이후 연세대학교 입학처 홈페이지에 공지함)

       

모집계열

대학수학능력시험

국 어
수 학

영어
탐   구

반영성적
㈏ ㈎ 사  회 과  학

인  문 200 200 100 100
ⓐ 1,000

(총점×1,000/600)

자  연 200 - 300
ⓑ 100 - 300

ⓒ 1,000
(총점×1,000/900)

       ※ ⓐ 인문계열의 탐구영역은 2개 과목 변환점수 총점 200점에 1/2을 곱하여 100점 만점으로 반영

             - 인문계열 모집단위에서 제2외국어/한문 영역은 필수 응시영역은 아니지만 응시하였을 경우 인문계열 모집단위의 탐구과목(사회

탐구 혹은 과학탐구)으로 인정하여, 탐구영역 2개 과목과 제2외국어/한문 1개 과목(총 3개 과목) 중 상위 2개 과목 점수를  

탐구영역 점수로 반영합니다(제2외국어/한문 영역의 응시 여부와 상관없이 탐구영역은 반드시 2개 과목에 응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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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연계열의 수학은 표준점수 200점에 3/2을 곱하여 300점 만점으로 반영

          ⓒ 자연계열의 과학탐구 영역은 2개 과목 변환점수 총점 200점에 3/2을 곱하여 300점 만점으로 반영

       ※ 영어는 각 등급에 대하여 다음의 등급별 점수를 반영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7등급 8등급 9등급

반영점수 100 95 87.5 75 60 40 25 12.5 5

   나. 의과대학 의예과 인성 면접

      1) 정시모집 의과대학 지원자 전원에 대하여 인성면접을 실시함

      2) 인성면접 결과는 성적 산출에 반영하지 않으나, 적정 기준 이하는 불합격 처리함

      3) 면접 유형 : 일반면접

      4) 평가 방법 : 지원자 1명을 대상으로 복수의 평가위원이 면접을 실시함

      5) 평가 내용 : 자기 개발을 통해 의학의 미래를 선도해나가는 글로벌 팀 리더로 성장할 수 있는 창의적, 융합적, 비판적 

인재를 선발하기 위한 면접으로서, 제시문을 기반으로 자기결정성, 심리안정성 등 기본 인성을 평가함

4. 제출서류 : <4쪽 제출서류>를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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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형별 안내 (일반전형 국제계열)

1. 지원자격

   - 202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이라 함)에서 연세대학교 지정 모집계열별 필수 응시영역에 응시하고 다음 조건(가~나)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한하여 지원 가능합니다.   

가. 국내·외 정규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2020년 2월 졸업예정자

나. 고등학교 졸업 학력 검정고시 합격자 또는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 수능 필수 응시영역: 국어, 수학(나/가), 영어, 사회탐구 또는 과학탐구, 한국사

     ※ 사회탐구는 자유선택 2개 과목, 과학탐구는 물리/화학/생명과학/지구과학 중 서로 다른 2개 과목 선택(Ⅰ・Ⅱ 구분 없음). 예를 

들어, 과학탐구의 물리Ⅰ, 물리Ⅱ 과목을 선택하여 지원한 경우 불합격 처리됩니다.

     ※ 제2외국어/한문 영역은 필수 응시영역은 아니지만 응시하였을 경우 탐구과목으로 인정하여, 탐구영역 2개 과목과 제2외국어/한문 1개 

과목(총 3개 과목) 중 상위 2개 과목 등급을 탐구영역 등급으로 반영합니다(제2외국어/한문 영역의 응시 여부와 상관없이 탐구영역은 

반드시 2개 과목에 응시하여야 함).

2. 전형요소별 반영점수

   

모집계열 구  분 서류 면접 비    고

국  제 일괄합산 60% 40%

- 지원자 전체에 대하여 서류 및 면접평가를 실시

- 서류평가 점수와 면접평가 점수를 합산한 총점 순으로 최종 

합격자를 선발

   ※ 동점자 처리 기준 : 서류평가 - 면접평가 - 수능점수 - 학생부교과점수 – 수능 국어점수(단, ISE계열 지원자는 수학점수) - 탐구점수  

순으로 선발함. (단, 수능점수는 정시모집 인문계열과 동일한 방식으로 계산하며, 학교생활기록부 교과점수는 수시모집 

학생부종합전형(면접형)의 1단계 교과 점수 산출방식을 따릅니다.)

3. 전형요소

   가. 서류평가

     1) 평가 자료: 학교생활기록부, 자기소개서

        ※ 해외고, 검정고시 등과 같은 경우의 지원자는 학교생활기록부에 상응하는 자료를 기타서류로 제출할 수 있음

        ※ 자기소개서는 필수 제출서류이므로 미제출 시 불합격 처리됩니다.

     2) 평가 내용: 제출서류를 바탕으로 인성, 발전가능성, 학업역량, 전공적합성을 종합평가함 

        ※ 비교과영역은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만 평가에 반영함(비교과에 관한 증빙자료 및 기타서류는 제출 불가)

     3) 평가 방법: 다수의 평가위원에 의한 종합평가

     4) 서류평가 주의사항: 서류평가 시 자기소개서에 대한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의 유사도 검증 가이드라인 및 0점 처리기준을 준수함

   나. 면접평가

     1) 평가 방법: 지원자 1명을 대상으로 복수의 평가위원이 면접을 실시함

     2) 평가 내용: 제시문을 기반으로 고교 교육과정을 충실히 이수한 교양인으로서의 자질을 확인하기 위한 면접으로서 논리적 사고력 

및 의사소통능력을 평가함. 서류평가 시 확인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확인면접을 실시할 수 있음

     3) 면접평가 일시: 2020. 1. 18(토)

     

※ 면접평가 관련 수험생 유의사항

   - 면접평가 대상자는 수험표와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을 지참해야 합니다.

   - 수험표는 인터넷 접수업체 홈페이지에서 출력할 수 있습니다.

   - 면접평가 장소 공지 시 안내하는 시각까지 면접 대기장소에 입실 완료하여 안내위원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 면접평가에 응시하지 않을 경우 불합격 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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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수능 최저학력기준

      

모집계열 수능 최저학력 기준

국  제

- 국어, 수학㈏, 탐구1, 탐구2 등 4개 과목의 등급 합이 7 이내 혹은

- 국어, 수학㈎, 탐구1, 탐구2 등 4개 과목의 등급 합이 8 이내 이며

- 영어 1등급 및 한국사 4등급 이내

4. 해외고 졸업(예정)자(1학기 이상 이수자 포함), 검정고시 합격자 및 국내학력인정 외국교육기관 졸업(예정)자 제출서류 안내

구분 필수서류 기타서류 제출

해외고등학교

졸업(예정)자

1. 졸업(예정)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졸업(예정)증명서와 성적증명서가 통합되어 있는 경우 해당서류 제출]

2. 학교생활기록부(국내고 한 학기 이상 이수한 경우에 한하여 제출)

3. 기타서류(해외고 재학 기간 중 발생한 사항에 한하여 제출)

Ÿ 기타서류 목록표: 자기소개서에 입력한 내

용에 대한 증빙자료, 수상실적, 봉사활동, 

동아리 활동 기록 등의 증명서를 목록표에 

기재함

Ÿ 기타서류 목록표는 연번을 기재하고 작성

하여야 하며, 기재한 연번을 제출하는 각 

서류의 오른쪽 위에 일치되게 표기해야 함

Ÿ 제출서류는 A4 혹은 Letter 사이즈를 원

칙으로 함

Ÿ 발행기관(학교 포함)이 없는 서류 및 실적

물은 제출 불가함(수상증명이나 활동증명

서에 대한 증빙을 위한 사진, 활동자료, 

발표자료, 신문스크랩, 개인 제작 포트폴리

오 등은 제출 대상이 아님)

Ÿ CD, USB, 사진 등 비문서 형태의 자료는 

제출 불가함

Ÿ IB Diploma 과정에서 작성한 Essay나 

포트폴리오 등은 제출 불가함

Ÿ 한국대학교육협의회 0점 처리 기준에 관

련된 서류는 제출 불가함

해외고 일부 이수

국내고등학교

졸업(예정)자

1. 학교생활기록부(온라인 제공 동의 시 별도제출 필요 없음)

2. 해외고 재학 중 성적증명서[원본 제출이 불가한 경우 재학 중인(혹은 졸업

한) 국내고등학교에서 원본대조 후 사본 제출]

3. 기타서류(해외고 재학 기간 중 발생한 사항에 한하여 제출)

검정고시 합격자

1. 검정고시 합격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원본

   ※ 온라인 제공 동의 기간 중 제공 동의 시 별도제출 필요 없음

2. 기타서류: 검정고시 합격일로부터 3년 이내의 사항에 한하여 제출 가능하

며, 국내 소재 외국인학교 졸업(예정)자는 해당 고교에서 발급하는 성적증

명서 제출 가능

국내학력인정

외국교육기관*

졸업(예정)자

1. 졸업(예정)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졸업(예정)증명서와 성적증명서가 통합되어 있는 경우 해당서류 제출]

2. 학교생활기록부(국내고 한 학기 이상 이수한 경우에 한하여 제출)

3. 기타서류(해당교 재학 기간 중 발생한 사항에 한하여 제출)

4. 국내학력인정 요건 충족 확인 소속학교장 공문 또는 공식서신

  *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또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설립되어 국내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교육기관

   가. 서류제출 시 유의사항

     1) 모든 제출 문서는 원본 제출을 원칙으로 합니다. 

     2) 모든 제출 문서는 한국어 또는 영어를 원칙으로 합니다. 한국어와 영어가 아닌 언어로 작성된 문서의 경우 번역 공증하여 제출

하여야 합니다.

     3) 재발급이 불가능한 상장, 수료증 등은 각 기관(학교)에서 발급하는 증명서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4) 증명서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 원본을 소지하고 연세대학교 입학서류접수처에 방문하여 원본 대조 후 제출할 수 있습니다. 

     5) 고등학교 재학생 혹은 졸업생은 해당 고등학교에서 원본 대조 후 사본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6) 해외고등학교, 국내외국인학교(검정고시 합격자) 및 국내학력인정 외국교육기관 졸업(예정)자는 학교소개서(School Profile) 제출

을 권장합니다.

     7) 자기소개서에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의 0점 처리 대상 내용을 기술할 수 없으며 기타서류로도 제출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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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검정고시출신자 대입전형자료(합격증명, 성적증명) 온라인 제공 안내

가) 대입전형자료 온라인 제공을 원하는 지원자는 반드시 각 시도교육청 나이스 대국민서비스 검정고시 대입전형홈페이지

(www.neis.go.kr) 에서 본인의 고졸 검정고시 합격 및 성적자료를 확인하고 온라인 제출 신청(해당 홈페이지에서 신청기간 확인)

    ※ 대입전형자료로 사용하고자 하는 고졸 검정고시 합격증을 발급한 시도교육청 나이스 대국민서비스 홈페이지에서 확인 및   

신청 가능

나) 정시모집 입학원서 작성 시 나이스 대국민서비스 검정고시 대입전형홈페이지(www.neis.go.kr)에서 온라인 제출 신청한 지원자는 

‘제공동의 확인번호’를 확인하여 입력

    ※ 온라인으로 제공되는 자료는 2015년 1회 ~ 2019년 2회 합격 및 성적 증명자료이며, 2014년 및 그 이전 검정고시 

합격 및 성적 증명자료를 대입전형자료로 사용할 경우 온라인 제공이 되지 않으므로 기존의 오프라인 방식으로 제출

   다. 해외고등학교 졸업(예정)자 유의사항

우리대학교 최종합격자 중 해외고등학교 졸업(예정)자는 ①졸업증명서 또는 졸업장(Diploma) 및 ②성적증명서에 대하여 아포스티유

(Apostille)확인서 또는 영사확인서(29쪽 안내사항 참조)를 2020.3.2(월)까지 「연세대학교 서울캠퍼스 201동(백주년기념관) 3층 입학

전형실」로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않을 경우 입학이 취소됩니다. 단,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Ÿ 지원 시 졸업증명서 또는 졸업장(Diploma)과 성적증명서에 대한 아포스티유(Apostille)확인서나 영사확인서를 제출한 합격자

Ÿ 교육부의 인가를 받은 재외한국학교 출신 합격자

Ÿ 중국교육부 학력 및 학위인증센터 발행 학력 및 학위인증보고서(www.cdgdc.edu.cn)를 제출한 합격자(중국 내 학력 취득자에 

한함)

http://www.nei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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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형별 안내 (일반전형 체능계열)

1. 지원자격

   - 202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이라 함)에서 연세대학교 지정 모집계열별 필수 응시영역에 응시하고 다음 조건(가∼나)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한하여 지원 가능합니다.

      가. 국내·외 정규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2020년 2월 졸업예정자

      나. 고등학교 졸업 학력 검정고시 합격자 또는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 수능 필수 응시영역

     

모집단위 필수 응시영역 비   고

체육교육학과,

스포츠

응용산업학과

 국어, 수학㈏/㈎, 영어, 사회탐구/과학탐구,

 한국사

- 탐구과목은 응시한 2과목 반영 

- 사회탐구 과목은 자유선택, 과학탐구는 물리, 화학, 생명과학, 지구

과학 중 서로 다른 2과목 선택(Ⅰ, Ⅱ 구분 없음) ⓐ

     ⓐ 예를 들어, 과학탐구의 물리Ⅰ, 물리Ⅱ 과목을 선택하여 지원한 경우 불합격 처리됩니다.

2. 전형요소별 반영점수

     

모집단위

대학수학능력시험 실기시험

면접 총점
한국사

한국사 이외 과목
기본
운동
능력

선택
실기
능력국어 수학

㈏/㈎ 영어 사회/
과학

체육교육학과 10 200 200 100 100 850
(총점×850/600)

100 - 50 1,010

스포츠

응용산업학과
10 200 200 100 100 850

(총점×850/600)
- 150 - 1,010

  

     ※ 국어, 수학㈏ : 수능 성적표 상의 표준점수를 그대로 적용

     ※ 수학㈎, 사회/과학탐구 : 수능 성적표 상의 백분위를 활용하여 우리 대학교가 자체적으로 산출한 ｢변환점수｣를 적용하며, 사회탐구

/과학탐구는 2과목 변환점수 총점 200점에 1/2을 곱하여 100점 만점으로 반영

        (｢변환점수｣는 수능 성적 개별 통지 이후 연세대학교 입학처 홈페이지에 공지함)

     ※ 영어 반영점수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7등급 8등급 9등급

반영점수(체능) 100 95 87.5 75 60 40 25 12.5 5

     ※ 한국사 반영점수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7등급 8등급 9등급

반영점수(체능) 10 10 10 10 10 9.8 9.6 9.4 9.0

     ※ 동점자 처리 기준

       - 체육교육학과 : 수능점수 - 실기성적(기본운동능력) - 학생부교과점수 – 면접성적 순으로 선발함

       - 스포츠응용산업학과 : 수능점수 - 실기성적(선택실기능력) - 학생부교과점수 순으로 선발함

       (단, 학교생활기록부 교과점수는 수시모집 학생부종합전형(면접형)의 1단계 교과 점수 산출방식을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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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형요소

   가. 실기시험

      1) 체육교육학과

         가) 기본운동능력 종목 및 배점

            ① 기본운동능력 종목     

            

항  목 측정분야 배  점

달리기 왕복달리기 (25m 왕복 : 100m) 34점

뛰  기 제자리 넓이뛰기 33점

던지기 메디신 볼 던지기 (남 : 3kg, 여 : 2kg) 33점

            ② 배점

             - 왕복달리기                      

배점
남  자

(초)
여  자

(초)

34 16초99이하 18초99이하

33 17초00~17초39 19초00~19초39

31 17초40~17초79 19초40~19초79

29 17초80~18초19 19초80~20초19

27 18초20~18초59 20초20~20초59

25 18초60~18초99 20초60~20초99

23 19초00~19초39 21초00~21초39

21 19초40~19초79 21초40~21초79

19 19초80~20초19 21초80~22초19

17 20초20~20초59 22초20~22초59

15 20초60~20초99 22초60~22초99

13 21초00~21초39 23초00~23초39

11 21초40~21초79 23초40~23초79

9 21초80~22초19 23초80~24초19

7 22초20~22초59 24초20~24초59

5 22초60~22초99 24초60~24초99

3 23초00~23초39 25초00~25초39

1 23초40~23초79 25초40~25초79

  

- 제자리 넓이뛰기

  

배점
남  자
(cm)

여  자
(cm)

33 280이상 230이상

32 275~279 225~229

31 270~274 220~224

30 265~269 215~219

29 260~264 210~214

28 255~259 205~209

27 250~254 200~204

26 245~249 195~199

25 240~244 190~194

24 235~239 185~189

23 230~234 180~184

22 225~229 175~179

21 220~224 170~174

20 215~219 165~169

19 210~214 160~164

18 205~209 155~159

17 200~204 150~154

16 195~199 145~149

15 190~194 140~144

14 185~189 135~139

13 180~184 130~134

12 175~179 125~129

11 170~174 120~124

10 165~169 115~119

9 160~164 110~114

8 155~159 105~109

7 150~154 100~104

6 145~149 95~99

5 140~144 90~94

4 135~139 85~89

3 130~134 80~84

2 125~129 75~79

1 124이하 74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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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메디신 볼 던지기

            

배점 남자
(m)

여자
(m)

33 11.5이상 9.0이상

31 11.1~11.4 8.7~8.9

29 10.7~11.0 8.4~8.6

27 10.3~10.6 8.1~8.3

25 9.9~10.2 7.8~8.0

23 9.5~9.8 7.5~7.7

21 9.1~9.4 7.2~7.4

19 8.7~9.0 6.9~7.1

17 8.3~8.6 6.6~6.8

15 7.9~8.2 6.3~6.5

13 7.5~7.8 6.0~6.2

11 7.1~7.4 5.7~5.9

9 6.7~7.0 5.4~5.6

7 6.3~6.6 5.1~5.3

5 5.9~6.2 4.8~5.0

3 5.5~5.8 4.5~4.7

1 5.1~5.4 4.2~4.4

         나) 실기시험 면제 혜택

             ① 실기시험 면제 혜택을 받고자 하는 지원자는 최근 3년간(2017.3.1.~2019.12.26.) 전국체전을 포함한 전국대회 3위 

이상의 입상경력이 명시된 경기실적증명서를 <4쪽 제출서류> 안내에 따라 제출해야 합니다.

             ② 위의 ①항에 해당하는 지원자는 별도의 심의 없이 운동실기(기본운동능력시험)를 면제하고 기본운동능력 100점을 부여

합니다. 다만, 국내대회 실적 없이 국제대회 입상실적만 제출하는 경우 심의를 통하여 면제여부를 결정합니다. 

             ③ 실기시험 면제 혜택 가능 종목

                - 대한체육회 가맹 종목(육상, 축구, 테니스, 정구, 탁구, 핸드볼, 역도, 복싱, 빙상, 유도, 체조, 자전거, 농구, 배구, 

씨름, 럭비, 레슬링, 수영, 야구, 스키, 승마, 아이스하키, 하키, 검도, 궁도, 사격, 펜싱, 태권도, 배드민턴, 조정, 롤

러, 세일링, 볼링, 양궁, 카누, 골프, 근대5종, 수상스키, 웨이크보드, 산악, 보디빌딩, 세팍타크로, 핀수영, 우슈, 봅

슬레이, 스켈레톤, 컬링, 철인3종, 바이애슬론, 스쿼시, 당구, 택견, 댄스스포츠, 루지, 바둑, 게이트볼, 족구, 패러글

라이딩, 에어로빅, 합기도 등 60개 종목)

             ④ 실기시험 면제 혜택을 받게 되는 전국대회 목록은 대한체육회 확인을 거쳐 입학처 홈페이지에 발표 예정입니다.

      2) 스포츠응용산업학과

         가) 선택실기시험 종목

            

선택실기시험 종목 비 고

  농구, 배드민턴, 골프, 축구, 태권도, 유도, 검도, 수영, 무용, 

체조 
10종목 중에서 1종목 본인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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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선택실기시험 면제 혜택

             ① 선택실기시험 면제 혜택을 받고자 하는 지원자는 고등학교 재학 중에 수상한 전국 규모 대회 이상의 입상경력이 

명시된 경기실적증명서를 <4쪽 제출서류> 안내에 따라 제출해야 합니다.

             ② 경기실적증명에 따라 스포츠응용산업학과 실기평가위원회에서 선택실기시험 면제 혜택 여부를 결정하며, 해당자에게는 

선택실기시험에 대한 해당 점수를 내규에 따라 부여합니다. 면제 혜택을 받지 못한 지원자는 선택실기능력시험에 

응시해야 합니다(결과는 개별통보함).

             ③ 선택실기시험 면제 혜택 가능 종목

                - 요트, 카누, 윈드서핑, 수상스키, 보디빌딩, 싸이클, 승마, 스쿼시, 라켓볼, 배드민턴, 검도, 펜싱, 유도, 태권도, 

스키, 빙상, 사격, 행글라이딩, 당구, 볼링, 골프, 수중발레, 수영(핀수영 포함), 테니스, 탁구, 체조(리듬체조, 

에어로빅), 한국무용, 외국무용(발레, 현대무용) (28개 종목)

4. 실기시험 관련 유의사항

   가. 다음의 사항 중 어느 하나 이상에 해당할 경우 불합격 처리합니다.

      1) 실기시험 중 한 종목이라도 결시한 자

      2) 체육교육학과 

① 기본운동능력 점수가 50점 미만인 자

② 면접구술시험에 결시한 자

      3) 스포츠응용산업학과 : 선택실기능력시험 점수가 30점 미만인 자

   나. 기타 자세한 사항은 지원자 유의사항 및 체능계열 예비소집 시 배부하는 유인물을 참고하십시오.

5. 제출서류 : <4쪽 제출서류>를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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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형별 안내 (일반전형 예능계열) 

1. 모집단위 및 모집인원

   

모집단위 세부전공 모집인원

교회음악과

오르간 전공 9 명

합창지휘 전공 남  4 명,  여  4 명

*성악과 성악 전공 남  12 명,  여 12 명

*피아노과 피아노 전공   20 명

*관현악과
현악, 하프,

관악 전공

바이올린 10 명 비 올 라 3 명 첼    로 5 명

콘트라베이스 3 명 하    프 1 명 플 루 트 2 명

오 보 에 2 명 클라리넷 2 명 바    순 2 명

색 소 폰 1 명 혼 2 명 트 럼 펫 2 명

테너트롬본 2 명 베이스트롬본 1 명 튜    바 1 명

타 악 기 1 명

*작곡과 작곡 전공 19 명

   ※ *표시된 학과(전공)는 교직과정 설치 학과(전공)입니다.

   ※ 최종 모집인원은 2019. 12. 24(화)에 연세대학교 입학처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할 예정입니다.

   ※ 관현악과 악기별 모집인원은 결원 발생할 경우 관현악과 내에서 다른 악기 모집인원으로 이월됩니다.

  

2. 지원자격

   다음 조건(가∼나)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한하여 지원 가능합니다.

   가. 국내·외 정규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2020년 2월 졸업예정자

   나. 고등학교 졸업 학력 검정고시 합격자 또는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3. 전형방법 및 전형요소

   가. 전형요소별 반영점수
ⓐ

   

     

모집단위

대학수학능력시험
실 기

시 험
총  점

한국사
ⓓ 한국사 이외 과목

국 어
ⓑ

영 어
ⓒ

음악대학 10 200 100 300 700 1,010   

      ※ ⓐ 전형요소별 반영점수는 전형의 최종 단계에만 적용

         ⓑ 국어는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표상의 표준점수를 그대로 반영

         ⓒ 영어 반영점수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7등급 8등급 9등급

반영점수(예능) 100 95 87.5 75 60 40 25 12.5 5

ⓓ 한국사 반영점수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7등급 8등급 9등급

반영점수(예능) 10 10 10 10 10 9.8 9.6 9.4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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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모집단위별 전형방법

     

모집단위 전형방법

교회음악과

1단계: 전공별로 실기시험 총점(700점) 순으로 모집인원의 150%를 예비 선발함

2단계: 전공별로 대학수학능력시험(310점) + 실기시험(700점)의 총점 순으로 모집인원 전원을 

선발함

성악과
1단계: 예심 실기시험 총점 순으로 모집인원의 300%를 본심 실기시험 대상자로 선발함

2단계: 대학수학능력시험(310점) + 실기시험(700점)의 총점 순으로 모집인원 전원을 선발함

피아노과
1단계: 예심 실기시험 총점 순으로 모집인원의 200%를 본심 실기시험 대상자로 선발함

2단계: 대학수학능력시험(310점) + 실기시험(700점)의 총점 순으로 모집인원 전원을 선발함

관현악과

현악,하프

전공

1단계: 예심 실기시험 총점 순으로 모집인원의 200%를 본심 실기시험 대상자로 선발함

(단, 전공 부문별 모집인원이 1명인 분야는 해당되지 않음)

2단계: 전공별로 대학수학능력시험(310점) + 실기시험(700점)의 총점 순으로 모집인원 전원을 

선발함

관악

전공

일괄전형: 전공별로 대학수학능력시험(310점) + 실기시험(700점)의 총점 순으로 모집인원 전원을 

선발함

작곡과 일괄전형: 대학수학능력시험(310점) + 실기시험(700점)의 총점 순으로 모집인원 전원을 선발함

   다. 결원보충 : 미등록 인원 및 등록포기 인원에 대한 결원보충은 최종 단계 총점(1,010점 만점) 순으로 이루어집니다.

   ※ 동점자 처리 기준 : 음악실기 점수 – 수능점수 - 학생부교과점수 – 수능 국어점수 순으로 선발함

   (단, 학교생활기록부 교과점수는 수시모집 학생부종합전형(면접형)의 1단계 교과 점수 산출방식을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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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실기시험 과제곡 및 배점

      1) 교회음악과 

         ① 별도의 표시가 없을 경우 모든 곡은 암보로 연주합니다.

         ② 모든 곡은 반복을 생략합니다.

         

구  분 실기곡목 배  점

오르간

 <피아노>

 F. Chopin Etude Op. 10-5

 <오르간>

 1. J.S. Bach Fantasia and Fugue in g minor BWV 542 중 Fugue만 연주

 2. J.S. Bach O Mench, bewein dein Sunde groß BWV 622

 3. 찬송가 연주 : 새찬송가 164, 165, 167, 186, 201, 207, 208, 210, 212, 228 중 

    당일 추첨한 곡을 연주. 악보를 보고 페달건반을 사용하여 연주.      

일괄

700

합창지휘

 <실기>

 ※ ①, ②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여 암보로 연주한다.

가.   ① 성악을 제 1실기로, 피아노를 제 2실기로 택할 경우

나.       - 언어가 다른 예술가곡 2곡 (250)

다.       - 고전 소나타 중 빠른 한 악장 (150)

라.   ② 피아노를 제 1실기로, 성악을 제 2실기로 택할 경우

마.       - L.v. Beethoven의 피아노 소나타 중 빠른 한 악장 (250)

바.       - 예술가곡 1곡 (150)

400

 <시창>

가.   ① 시창 (50)

나.       교재 “시창과 청음 실습”(김달성 편, 세광음악출판사) 1번–300번(pp.24-76)

다.       중에서 당일 지정

라.   ② 초견시창 (50)                                                              

     시험장에서 배부되는 신곡 악보를 초견으로 시창한다.

100

 <청음> 
  ① 2성 선율 

  ② 4성 화성 (화음 기호만)

100

 <화성법>

   전반적인 화성학 (비화성음, 전조 포함)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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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성악과 

         ① 별도의 표시가 없을 시 모든 곡은 암보로 연주합니다.

         ② 남·녀 공통곡입니다.

         <예심>

이태리어 가사로 작곡된 예술가곡이나 오페라 아리아, 오라토리오, 콘체르토 아리아 혹은 독일어 가사로 작곡된 예술가곡이나 

오페라 아리아, 오라토리오, 콘체르토 아리아 중에서 1곡을 선택 

          ※ 아리아는 원어, 원조로 연주 

    

         <본심>

구  분 실기곡목 배  점

자유곡

이태리어 가사로 작곡된 예술가곡이나 오페라 아리아, 오라토리오, 콘체르토

아리아 중에서 1곡을 선택 

 ※ 아리아는 원어, 원조로 연주

350

독일 가곡 독일어 가사로 작곡된 예술가곡 중 1곡 350

          ※ 예심과 본심 곡의 중복은 가능하나 본심에서는 독일어 가사로 작곡된 예술가곡만 선택하여 연주

      3) 피아노과  

         ① 모든 곡은 암보로 연주합니다.

         ② 본심은 예심 통과자에 한합니다.

         ③ 모든 곡은 반복을 생략합니다.

         

구  분 실기곡목 배  점

피아노

 <예심>

 ※ A와 B를 모두 연주.

   A. Moszkowski Etincelles(Sparks) Op. 36 No. 6

   B. Tchaikovsky The Seasons(사계) Op. 37b 중 한곡 선택

 <본심>

 ※ A와 B를 모두 연주하며 둘을 합친 연주시간이 15분 이상이어야 하고 

   상한 시간제한 없음.

   A. 베토벤 소나타 1번에서 18번까지 중 한곡을 선택하여 1악장 연주

   B. 브람스, 리스트, 쇼팽, 슈만, 슈베르트의  작품 중 자유롭게 선곡

      (한 곡 이상 혹은 한 작곡가 이상 선곡 가능)

본심

700

           ※ 모든 곡은 반복 없이 연주하며 전체 연주시간도 반복 없이 계산해야 하고 상한 시간제한 없음

           ※ 유의사항 : 예심, 본심의 모든 시험곡들은 적절한 시간분배를 위해 시험 당일 심사위원의 재량으로 끊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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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관현악과

       가) 현악기

         ① 별도의 표시가 없을 시 모든 곡은 암보로 연주합니다. (예심곡 포함)

         ② 모든 곡은 반복을 생략합니다. (특별한 지시가 있을 시는 반복 연주함)

         ③ 예심 통과자에 한하여 본심을 시행합니다.

         

구  분 실기곡목 배  점

Violin

 <예심>
  ※ ①, ② 모두 연주
  ① J.S. Bach Sonata for solo Violin No.1 in g minor 中 ’Fuga’
  ② N. Paganini 24 Caprices Op.1 中 No.5

  <본심>
  ※ 아래 ①와 ② 중 한 곡 선택
   ① Erich W. Korngold Violin Concerto in D Major, Op.35 전 악장
   ② Samuel Barber Violin Concerto Op.14 전 악장

본심

700

Viola

 <예심>
  ※ ①, ② 모두 연주
  ① Hoffmeister 무반주 Etude 中 1번 in C Major (Allegro)
  ② M. Reger Suite for Viola solo Op.131d No.1 in g minor 中 molto sostenuto

 <본심>
  J.Brahms Viola Sonata Op.120 No.2 E flat Major 전 악장 (에디션 상관없음)

Cello

 <예심>

  Popper; Elfentanz

  Piatti; Caprice No.2

  Bach; 무반주 모음곡 6번 중 Gavotte Ⅰ & Ⅱ

 <본심>

  Schumann; Fünf Stücke im Volkston Op. 102 (Five Pieces in Folk Style) 전 악장

  (Henle edition)

D. Bass

 <예심>

  ※ ①, ② 모두 연주

  ① Carl Flesch (Arranged for Double Bass by GERD REINKE) 

     SCALE SYSTEM - D Dur (D Major)중 3번, 4번

  ② J. S. Bach Cello Suite 3번 중 Gigue (Edition Peters)

 <본심>

  J.K. Vanhal Konzert D-Dur 전악장 ( Edited by Klaus Trumpf) 

  Gruber Cadenza 1악장만 연주

  (2악장과 3악장은 카덴차 없이 연주)

  (모든곡은 solo튜닝으로 연주)

Harp

 <예심>

  G.F.Handel

  The Harmonious Blacksmith

 <본심>

  C.P.E.Bach

  Sonata for harp in G Maj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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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관악기 

         ① 모든 연습곡은 시험 당일 1곡 이상 추첨 연주합니다.

         ② 연습곡은 악보를 보아도 무방하나 모든 실기곡은 암보로 연주합니다.

         ③ 모든 곡은 반복을 생략합니다.

         ④ 지정된 악장이 없을 경우, 실기곡은 전 곡(전 악장)을 연주할 수 있도록 준비합니다.

         

구  분 실기곡목 배  점

Flute

 <실기곡>

 W. A. Mozart  Concerto in G Major, K.313 / Cadenza 제외

   (Edition: Baerenreiter Verlag) 

 <연습곡>
   N. Paganini - 24 Caprices for Flute solo, Op. 1 
   No.  1, 3, 5, 8, 9, 13, 15, 18, 20, 24 中 당일 1곡 추첨
   (Edition: International Music Company) 

일괄 

700

Oboe

 <실기곡>

   W. A. Mozart - Concerto in C  Major, K. 314 / Cadenza 제외
   (Edition: Baerenreiter Verlag / Oboe Principale)

 <연습곡>  
   J. H. Luft – 24 Etüden für Oboe 
   No. 11 – 20  中 당일 1곡 추첨
   (Edition: Peters)

Clarinet

 <실기곡>

  L. Spohr - Concerto No.3 in f minor 
  (Edition: International Music Company)
 
 <연습곡>
  A. Uhl – 48 Studies for Clarinet Book 2 
  No. 28, 33, 34, 35, 36, 40, 41, 43, 45, 47  中 당일 1곡 추첨
  (Edition: Schott)

Bassoon

 <실기곡>

  B. Crusell – Concertino pour le Bassoon / Cadenza 포함
  (Edition: Musiikki Fazer Musik Helsinki)
 
 <연습곡>
  L. Milde - Concerto Studies for Bassoon, Op.26 Vol.Ⅰ 
  No. 2, 3, 5, 7, 9, 14, 17, 19, 20, 25 中 당일 1곡 추첨
  (Edition: International Music Company)

Alto 

Saxophone

 <실기곡>
  H. Tomasi – Concerto for Saxophone  / Cadenza 포함
  (Edition: Alphonse Leduc)

 <연습곡>
  F. W. Ferling (arr. M. Mule) - 48 Etudes  for Saxophone 
  No. 4, 7, 10, 16, 22, 25, 26, 30, 39, 40  中 당일 1곡 추첨
  (Edition: Alphonse Leduc) 

Horn

 <실기곡>
  R. Strauss – Horn Concerto No. 2 in Eb Major 
  (Edition: Boosey & Hawkes)

 <연습곡>
  B. E. Müller - 34 Studies for Horn, Op. 64  Vol. Ⅱ 
  No. 23, 25, 26, 27, 29, 30, 31, 32, 33, 34  中 당일 1곡 추첨
  (Edition: International Music Compa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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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실기곡목 배  점

Trumpet

<실기곡>
  ① A. Honegger – Intrada 
     ※  C Trumpet으로 연주
     (Edition: Salabert. Paris)
  ② J. Haydn - Trumpet Concerto in Eb Major 1악장 / Cadenza 제외
     ※  Bb Trumpet으로 연주

 <연습곡>
   T. Charlier – Etudes Transcendantes 
   (Edition: Alphonse Leduc)
   No. 1. 2. 3. 4. 5. 6. 8. 10. 11. 12 中 당일 1곡 추첨
   ※  Bb Trumpet으로 연주

일괄 

700

Tenor 

Trombone

 <실기곡>

   E. Bozza – Ballade for trombone / Cadenza 포함
   (Edition: Alphonse Leduc)

 <연습곡>
   F. Vobaron - 34 Studies for Trombone
   No. 24 – 34 中 당일 1곡 추첨
   (Edition: Praha)

Bass 

Trombone

 <실기곡>

 E. Bozza - New Orleans / Cadenza 포함

    (Edition: Alphonse Leduc)

 <연습곡>

 M. Bordogni - 43 Bel canto Studies 

     No. 1 ~ 10 中 당일 1곡 추첨

    (Edition: Alphonse Leduc)

Tuba

 <실기곡>

   ① H. Eccles - Sonata for tuba 1. 2악장.

      (Edition: Gerard Billaudot)

   ② R. V. Williams - Concerto 1. 2악장. / Cadenza 포함

      (Edition: Oxford University press)

    ※ 악기제한 없음

 <연습곡>

   A. Goudenhooft - 24 Etudes Techniques 

   No. 1 ~ 10 中 당일 1곡 추첨

   (Edition: Gerard Billaudot)

   ※ 악기제한 없음

         

       다) 타악기 

         ① 모든 연습곡은 시험 당일 1곡 이상 추첨 연주합니다.

         ② 모든 곡은 악보를 보아도 무방하나, Marimba의 경우 연습곡 Scale과 실기곡은 암보로 연주합니다.

         ③ 모든 곡은 반복을 생략합니다.

         ④ 개인 악기 지참은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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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작곡과              

         

구  분 실기곡목 배  점

작곡실기
 주어진 동기(motive)에 의한 30마디 내외의 피아노곡 작곡

 ※ 전통 화성학 전체 응용, 형식은 자유, 시험시간 4시간
250

청음
 ① 2성 선율

 ② 4성 화음(화음 기호만)
200

피아노  Chopin Waltz No. 5, Op. 42 in A flat Major 250

4. 제출서류 : <4쪽 제출서류>를 참고하십시오.

5. 음악대학 실기시험 유의사항

   가. 수험생은 입실완료 시간(시험 30분 전 학과별로 다를 수 있음) 전에 해당 시험대기장소에 반드시 입실해야 합니다.

   나. 실기시험 과목 중 한 과목이라도 결시할 경우 불합격으로 처리합니다.

   다. 교회음악 합창지휘(청음, 화성법), 작곡(청음, 작곡실기) 답안지에 수험번호, 성명 이외의 답안과 무관한 기호나 낙서를 할 경우 감

점 또는 0점 처리합니다.

   라. 모든 곡은 반드시 암보로 연주해야 합니다. 단, 요강에 특별히 악보를 볼 수 있도록 한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마. 반주자는 동반(1:1)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바. 교복(체육복, 생활복) 및 군복 등 소속이 확인되는 복장 착용을 금지합니다.

   사. 예비소집 시 수험생 유의사항이 안내되오니 수험생 본인이 참석하여야 합니다(타 대학 입시일정과 겹칠 경우, 대리인 

       참석 가능하나 본인 불참 시 발생되는 불이익은 학교가 책임지지 않습니다).

   아. 기타 사항은 우리 대학교 ｢음악대학 실기시험 운영내규｣에 따릅니다.

구  분 실기곡목 배  점

Snare Drum
 <연습곡>
 J. Delecluse - 12 Studies for  Snare  Drum 中 당일 1곡 추첨
 (Edition: Alphonse Leduc)

일괄 

700Marimba

<연습곡>
   M. Goldenberg의 Modern school for Marimba 39 Etude             
     No. 5, 7, 10, 13, 21, 33, 36, 38 中 당일추첨 1곡 

     (Edition: alfred)

 <실기곡>
   P. Creston의 Concertino for Marimba 3악장  (Edition: G. Schirmer.) 

Timpani

 R. Hochrainer - Etude for Timpani (제공악기: Adams Symphonic Model)

  No. 15. 17. 19. 22. 32. 中 당일 1곡 추첨

  (Edition: Dobling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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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예고사항
   - 교회음악과 세부전공신설(하프시코드) 및 모집 예고

   

모집단위 세부전공
모집인원(명)

2018~2020학년도 2021학년도 이후

교회음악과

오르간 9 9

합창지휘 8 6

하프시코드
ⓐ - 2

계 17 17

   ⓐ 2021학년도 신입생부터 선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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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생활기록부 반영방법 (일반전형 일반계열 / 체능계열 / 예능계열)

1. 학교생활기록부 반영방법

  - 학교생활기록부는 동점자 처리를 위해 우리 대학교 수시모집 학생부종합전형(면접형)의 1단계 학교생활기록부 교과성적 산출방법을 따릅니다. 

2. 학교생활기록부 반영 대상자 구분

   

구   분 대 상 자

학교생활기록부 

반영 대상자
 2019년 1월 ∼ 2020년 2월 국내 고등학교 졸업(예정)자[조기졸업(예정)자 포함]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의한 비교평가 대상자

(비교내신 대상자)

① 2018년 2월 및 그 이전 고등학교 졸업자

② 고등학교 졸업 학력 검정고시 합격자

③ 국내 고등학교 성적이 6학기 중 3학기 이상 없는 자

④ 국내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중 학교생활기록부로 석차등급을 평가할 수 없는 자

⑤ 해외고 졸업(예정)자

⑥ 공업계 2+1, 일반고교 직업과정위탁생 졸업(예정)자

⑦ 교과교육 소년원 고교과정 이수자

        

3.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에 의한 비교평가 반영방법

  - 비교내신 대상자의 학교생활기록부 성적은 우리 대학교 지원자 중 동등한 수준의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취도를 보인 학교생활기록부 적용 

대상자의 성적을 기준으로 반영합니다.

  -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에 의한 비교평가 반영방법은 우리 대학교 입학전형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릅니다.

※ 일반전형 국제계열은 학교생활기록부의 교과점수를 정량적으로 계산하지 않고, 학교생활기록부의 교과·비교과 및 자기소개서 등 제출된 서

류를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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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학금 지원 안내

1. 2018학년도 장학금 지급 현황 (학부)

(단위 : 명, 천원)

학년도-학기 재학생수 등록금수입
장학금액

수혜자수
수혜율(%)

교내 교외 장학금비율 수혜인원비율

2018-1 17,702 77,479,937 11,703,878 16,452,552 10,604 36.34 59.90

2018-2 16,869 70,638,548 14,947,228 15,620,400 10,078 43.27 59.74

합계 34,571 148,118,485 26,651,106 32,072,952 20,682 39.65 59.82

※ 연세대학교 서울캠퍼스 자료임 (원주캠퍼스 제외 / 학부과정 기준)

2. 장학금 안내

  ○ 연세대학교는 우수한 성적으로 입학한 학생 및 특정 자격 요건을 갖춘 학생들에게 다양한 장학 혜택을 드리고 있습니다.

    ∙ 추후 장학제도 개편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합격자 안내사항 등을 통하여 공지함

    ∙ 장학금 계속 지급조건은 연세대학교 장학금 지급 규정과 해당기관의 지원기준에 따름

구분 장학금명칭 장학금액 및 계속수혜조건 선발기준 및 지원취지

입학

성적

우수

연세

우수학생

프로그램

장학금

∙ 등록금 전액(입학금 포함), 8학기 지원

∙ 기숙사 입사시 기숙사비 지원

∙ 개인별 지도교수 배정

∙ 계속수혜조건 : 직전학기 평량평균 3.5 이상

  (단, 총3회 미달시 장학생 자격 상실됨)

∙ ‘연세우수학생선발위원회’에서 ‘연세우수학생 프로그램 대

상자’로 선발된 자

∙ 선발인원 : 입학성적 상위 3% 이내인 자 중 선발(이공계 

70%, 인문사회계 30%, 예체능계열, 의예과, 치의예과, 

간호학과, 언더우드국제대학 소속학과 제외)

한국

장학

재단

연계

국가장학금

I·II 유형

∙ 매 학기 한국장학재단(http://www.kosaf.go.kr)의 국가장학

금(I·II 유형)신청 후 소득분위 결과에 따라 일정금액의 장학

금 지원

∙ 경제적인 이유로 중도에 학업을 포기하는 것을 방지하여 

소외계층의 고등교육기회를 보장하고자 한국장학재단에서 

지원

∙ 선발기준 : 매학기 사업안내 참조요망

연세

장학금  

∙ 매 학기 한국장학재단(http://www.kosaf.go.kr) 국가장학금

을 신청한 학생으로 소득분위에 따라 국가장학금Ⅰ․Ⅱ유형을 

포함하여 일정액 지원

∙ 한국장학재단의 국가장학금 성적기준을 충족한 소득분위 8

분위 이하인 자

국가우수

장학금

(인문100년)

∙ 등록금 전액(입학금 포함), 정규학기 지원

∙ 계속수혜조건 : 매학기 사업안내 참조요망

∙ 대학-대학원 연계하여, 우수한 인문학소양 갖춘 우수인재 

선발 양성함

국가우수

장학금

(이공계)

∙ 등록금 전액(입학금 포함), 정규학기 지원

∙ 계속수혜조건 : 매학기 사업안내 참조요망

∙ 수능성적우수자와 수시입학성적우수자에게 한국장학재단에

서 선발하여 정규학기 동안의 등록금 전액(입학금 포함) 

지원

입학

전형

연세한마음

장학금

∙ 등록금 전액(입학금 포함), 정규학기 지원

∙ 매학기 교재비 및 생활비 지원 [단, 총지원액에는 한국장학재

단에서 지원하는 국가장학금 I·II 유형이 포함되며, 연세한마

음 장학생은 매 학기 국가장학금을 신청해야 함]

∙ 계속수혜조건 : 가계경제상황이 차상위계층 이하로 유지되며, 

직전학기 12학점이상 이수, 평량평균 1.75이고, 국가장학금  

I유형 신청한 자 (단, 이수학점이나 평량평균 미달시 다음 학

기 장학금을 지급하지 않고 총3회 미달시 장학생 자격 상실

됨)

∙ 수시모집 '연세한마음학생 지원자격' 입학자

http://www.kosaf.go.kr
http://www.kosaf.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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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장학금명칭 장학금액 및 계속수혜조건 선발기준 및 지원취지

입학

전형

(계속)

외국인전형

장학금

∙ 등록금 전액(입학금 포함), 1~8학기로 차등지원

∙ 기숙사 입사 시 기숙사비 지원

∙ 계속수혜조건 : 직전학기 10학점이상 이수, 평량평균 2.5이

상 (단, 이수학점이나 평량평균 미달시 다음 학기 장학금을 

지급하지 않고 총3회 미달시 장학생 자격 상실됨)

∙ 외국인 전형 합격자 중 잠재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연 

20명 이내 선발

언더우드

우수외국인

장학금

∙ 등록금 전액(입학금 포함) 또는 반액, 정규학기 지원 

∙ 계속수혜조건 : 직전학기 12학점이상 이수, 평량평균 3.0이

상 (단, 이수학점이나 평량평균 미달시 다음 학기 장학금을 

지급하지 않음)

∙ 언더우드국제대학 외국인전형 합격자 가운데 선발

글로벌인재

학부

입학생

장학금

∙ 등록금의 25% ~ 등록금 전액(입학금 포함), 1~8학기로 차

등 지원

∙ 계속수혜조건 : 1,2학년은 직전학기 10학점 이상, 3,4학년은 

직전학기 15학점 이상 이수, 평량평균 2.7 이상 (우리대학교 

장학금 사무처리에 관한 내규와 글로벌인재학부 내규에 따라 

장학금 자격상실조건이 지정될 수 있음)

∙ 재외국민 및 외국인 전형 합격자 중 우수한 학업능력을 

입증하였거나 글로벌인재로서 잠재력을 인정받은 자에게 

지급

보훈장학금

∙ 등록금 전액(입학금 포함), 정규학기 지원

∙ 계속수혜조건 : 직전학기 백분위 성적 70점 이상 (단, 백분

위 성적 미달 시 다음 학기 장학금을 지급하지 않음)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규정하는 요

건을 충족하는 국가유공자 본인, 자녀 및 독립유공자 손자

녀 (단, 보훈청에서 ‘대학수업료등면제자증명서’를 발급받

아 학생복지처 장학취업팀에 제출한 자에 한함)

북한이탈

주민지원

장학금  

∙ 등록금 전액(입학금 포함), 정규학기 지원

∙ 계절학기 3학점 수강료 및 매학기 교재비 20만원 추가 지원

∙ 계속수혜조건 : 직전학기 백분위 성적 70점 이상 (단, 북한

이탈주민 자녀의 경우 1회, 본인의 경우 연속 2회 백분위 

성적 미달 시 다음 학기 장학금을 지급하지 않음)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이 규정하

는 요건을 충족하는 북한이탈주민에게 등록금 전액 지원

(단, 관할 구청에서 ‘교육보호대상자증명서’를 발급받아 학

생복지처 장학취업팀에 제출한 자에 한함)

단과

대학

블루

버터플라이

장학금

∙ 등록금 전액(입학금 포함), 정규학기 지원

∙ 교환학생 파견 시 1년간 1천만원 지원 

∙ 계속수혜조건

 1) 직전학기 12학점이상 이수, 평량평균 3.3이상 (단, 이수학

점이나 평량평균 미달시 다음 학기 장학금을 지급하지 않

음)

 2)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 신청 후 신청 지원서 제출(제출

처: 상경대학/경영대학 행정팀)

∙ 수시 및 정시모집 경영학과, 경제학부 및 응용통계학과 합

격자 가운데 각 대학 행정팀으로 해당 장학금을 신청한 

학생 중 학비마련에 재정적 도움이 필요한 학생 선발

기타

대학배정

장학금

(진리/자유

장학금)

∙ 매 학기 대학배정장학금을 신청한 재학생으로 등록금 전액, 

반액, 1/3 등

∙ 진리장학금 : 직전학기 이수학점이 12학점 이상이며 학업

성적이 평량평균 2.50이상인 성적이 우수한 학생으로서 

각 대학에서 추천된 자

∙ 자유장학금 : 직전학기 이수학점이 12학점 이상이며 학업

성적이 평량평균 2.50이상인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으로

서 각 대학에서 추천된 자

신문고

장학금
∙ 학생복지처장이 정하는 금액

∙ 장학신문고제도를 이용한 학생 중 경제적 어려움 등의 사

유로 학생복지처장이 추천하는 자

우수선수

장학금
∙ 체육위원장이 정한 금액 지원 ∙ 우수한 체육선수 중 체육위원장이 추천하는 자

근로장학금

∙ 교내 각 부서에 배치되어 근무한 자에게 장학위원회에서 정

한 금액을 지급 (단, 근로장학생은 배정된 부서에서 학기 중

에 120시간의 근무를 하여야 한다)

∙ 교내근로장학금을 신청한 직전학기 학업성적이 평량평균 

1.75 이상인 재적생으로서 학생복지처장이 선발(단, 의치

간대 소속학생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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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과대학 장학제도

    ○ 장학금 현황

      ∙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은 14종의 교내장학금과 24종의 교내기금 및 의대동문 장학금, 35종의 외부장학금 등 총 73종의 장학

금이 있음

      ∙ 현재 등록금 대비 장학금 지급 비율은 약 30%이고 재학생의 약 3분의 1이 장학금 혜택을 받고 있으며 장학금 수혜 대상

자는 점차 확대되고 있음

      

교내장학금 종류 교내 기금 및 의대 동문 장학금 종류 교외장학금 종류

성적우수장학금 등

14종
광혜장학금, 동기회장학금 등

24종
국가장학금 등

35종

  

구분 장학금명칭 장학금액 및 계속수혜조건 선발기준 및 지원취지

기타

(계속)

국가고시

장학금
∙ 장학위원회에서 정하는 금액

∙ 재적 중 국가고시(5급공개경쟁채용시험 등, 사법시험, 입법

고시,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의 1차 시험에 합격한 자와 

공인회계사시험, 변리사시험에 최종 합격한 자 중 국가고

시지원센터 소장이 추천하는 자에게 고시 종류 및 횟수와 

관계없이 재학 중 1회 지급(단, 합격증 사본을 학생복지처 

국가고시지원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봉사장학금 ∙ 학생복지처장이 정하는 금액

∙ 총학생회 및 학생자치기구에서 봉사활동을 통해 학교발전

에 기여하고 있는 학생으로서 학업성적이 평량평균 1.75

이상인 자(단, 의치간대 소속학생 제외)

평화장학금 ∙ 신문방송편집인이 정하는 금액

∙ 대학언론사에서 활동하는 학생 중 신문방송편집인이 추천

하는 학생으로서 직전학기 학업성적이 평량평균 2.00 이

상인 자(단, 의치간대 소속학생 제외)

국가근로

장학금
∙ 한국장학재단이 정하는 금액

∙ 대한민국 국적자로서 직전학기 백분위 성적 70점 이상이

며 한국장학재단에서 정한 일정 소득분위 이하인 국가근로

장학금을 신청한 학생을 학생복지처 장학취업팀에서 선발

기금장학금 ∙ 장학기금을 재원으로 지급하는 장학금으로 대학배정장학금 지급기준에 준하여 지급

교외장학금 ∙ 미래에셋, 롯데장학재단 등 교외 장학재단과 개인으로부터 학교의 추천이나 장학재단 지정에 따라 장학금을 지급

※ 장학금 관련 자세한 사항은 연세대학교 홈페이지(http://www.yonsei.ac.kr) 「학사지원→장학금→장학금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음

http://www.yonsei.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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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포스티유(Apostille) 및 영사확인 관련 안내

1. 해외학교 학력검증 확인 서류제출 안내: 지원자는 해외 초․중․고교 발행 졸업 및 성적(재학)증명 서류에 대해 아래의 「가 ~ 다」 중 가능한 확

인을 받아 서류제출기간 중 제출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부득이한 사정으로 서류접수기간 중 미제출 시 2020.3.2(월)까지 서울캠퍼스 201

동(백주년기념관) 3층 입학전형실로 제출해야 합니다(단, 교육부의 인가를 받은 재외한국학교 발행서류에 대해서는 영사확인이 필요하지 않습

니다).

가. 아포스티유(Apostille) 확인을 받은 학력(중․고교 졸업 및 성적 증명) 서류 

나. 주재국 한국영사 확인을 받은 학력(중․고교 졸업 및 성적 증명) 서류

사정상 영사확인이 불가할 경우 ‘국외교육기관확인서’ 또는 주한 해당국 영사 확인도 가능함

다. 중국교육부 학력 및 학위인증센터 발행 학력 및 학위 인증보고서(www.cdgdc.edu.cn)[중국 내 학력 취득자에 한함]

  

2. 아포스티유(Apostille) 협약관련 참고사항

가. 아포스티유 협약 

1) 외국 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Convention Abolishing the Requirement of Legalization for Foreign Public 

Document, 2007.7.14.부로 우리나라에 발효) 

2) 협약 가입국 간 공문서의 원활한 상호 인증을 위하여 외국 공관의 영사확인 절차를 폐지하고 공문서 발행국가가 이를 확인함

3) 아포스티유 확인이 된 협약가입국의 문서는 재외공관 영사확인과 동일한 효력

4)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등 신청 시 붙임서류 중 영사확인을 요건으로 하는 제출서류는 기존 영사확인(비체약국) 또는 아포스티유 확인을 

거친 문서도 인정 (출입국심사과-8354, 2007.8.13)

나. 헤이그국제사법회의(Hague Conference on Private International Law) 홈페이지(www.hcch.net)의 Apostille Section에서 국가별 

관련기관 정보 등의 최신자료 조회 가능

3. 아포스티유(Apostille) 발급절차

가. 공문서 (국․공립학교 등)

   

해당국가

공문서 발급
⇒

Apostille 

발급기관 방문
⇒

Apostille  

발급신청
⇒

Apostille 

발급기관 심사
⇒ Apostille 발급

나. 사문서* (사립학교 등)

   

해당국가

사문서 발급
⇒

해당국 공증사무소 

공증*
⇒

Apostille 

발급기관 방문
⇒

Apostille 

발급신청
⇒

Apostille

발급기관 심사
⇒ Apostille 발급

* 사문서의 경우 해당 국가 공증인법 및 변호사법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통상 해당국가에서 공증을 받은 후 제출하면 아포스티유 확인 가능

4. 아포스티유(Apostille) 가입국 현황 (2019.5.14. 현재)

구분 국가(지역)

아시아, 대양주
호주, 중국 일부(마카오, 홍콩), 일본, 한국, 뉴질랜드, 브루나이, 몽골, 쿡제도, 피지, 인도, 마샬군도, 모리셔스, 바누아투, 

사모아, 통가, 니우에, 타지키스탄, 필리핀 

유럽

알바니아, 오스트리아, 벨라루스, 벨기에, 보스니아 - 헤르체코비나, 불가리아, 크로아티아, 키프로스, 체코, 덴마크, 에스토

니아, 핀란드, 프랑스, 조지아, 독일, 몰타,그리스, 헝가리,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이탈리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룩셈부

르크,모나코, 몬테네그로, 네덜란드, 노르웨이, 폴란드, 포르투갈, 러시아, 루마니아, 세르비아,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

페인, 스웨덴, 스위스, 터키, 키르키즈스탄, 마케도니아, 우크라이나, 영국, 안도라,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몰도바, 리히

텐슈타인, 산마리노,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코소보

북미 미국

중남미

아르헨티나, 멕시코, 파나마, 수리남, 베네수엘라, 앤티가바부다, 바하마, 바베이도스, 벨리즈, 콜롬비아, 도미니카연방, 도미

니카공화국, 에콰도르, 엘살바도르, 그라나다, 온두라스, 세인트빈센트, 페루, 트리니다드토바고, 세인트루시아, 세인트키츠네

비스, 코스타리카, 우루과이, 니카라과, 파라과이, 브라질, 칠레, 과테말라, 볼리비아, 가이아나

아프리카
남아프리카공화국, 보츠와나, 브룬디, 레소토, 라이베리아, 나미비아, 상투메프린시페, 스와질랜드, 말라위, 카보베르데, 세이

셸

중동 오만, 이스라엘, 바레인, 모로코, 튀니지



본 서식은 참고용입니다. 자기소개서는 원서접수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만 입력/제출바랍니다.

2020학년도 정시모집
자 기 소 개 서
(  국  제  계  열  )

￭ 지원자 기재사항

성   명 주민등록번호 -

고등학교            (시/도)             (시/군/구)              고등학교

연 락 처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E-mail

지원 모집단위                                                  학과(학부/전공) 

지원 전형 구분 전형 (지원구분)

연세대학교 총장 귀하
<자기소개서 작성 시 유의사항>
1. 자기소개서는 원서접수 사이트에서 온라인 제출해야 하며, 우편/방문접수는 하지 않습니다.
   ∎ 입력 및 제출기간: 2019. 12. 27(금) 10:00 ~ 2020. 1. 2(목) 17:00
2. 자기소개서는 지원자 본인이 작성하여야 하고, 사실에 입각하여 정직하게 지원자 자신의 능력이나 특성, 경험 등을 기술하여야 

합니다.
3. 자기소개서에 기술된 사항에 대한 사실확인을 요청할 경우 지원자는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4. 제출된 자기소개서는 표절, 대리 작성, 허위사실 기재, 기타 부정한 사실 등의 검증을 위해 유사도 검색을 실시하고, 해당 사실

이 발견될 경우 불합격 처리되며 합격 이후라도 입학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5. 자기소개서에 다음 사항을 기재할 경우 서류 평가에서 “0점”(또는 불합격) 처리됩니다.

1) 공인어학성적

  

영어(TOEIC, TOEFL, TEPS), 프랑스어(DELF, DALF), 중국어(HSK), 일본어(JPT, JLPT), 러시아어(TORFL), 스페인어(DELE), 
독일어(ZD, TESTDAF, DSH, DSD)
상공회의소한자시험, 한자능력검정, 실용한자, 한자급수자격검정, YBM 상무한검, 한자급수인증시험, 한자자격검정

2) 수학ㆍ과학ㆍ외국어 교과에 대한 교외 수상실적

  

수학
한국수학올림피아드(KMO), 한국수학인증시험(KMC), 온라인 창의수학 경시대회, 도시대항 국제 수학토너먼트, 국제수학올림
피아드(IMO)

과학
한국물리올림피아드(KPHO), 한국화학올림피아드(KCHO), 한국생물올림피아드(KBO), 한국천문올림피아드(KAO), 한국지구과
학올림피아드(KESO), 한국뇌과학올림피아드, 전국정보과학올림피아드, 국제물리올림피아드, 국제지구과학올림피아드, 국제생
물올림피아드, 국제천문올림피아드, 한국중등과학올림피아드

외국어
전국 초중고 외국어(영어, 중국어, 일본어, 프랑스어, 독일어, 러시아어, 스페인어) 경시대회, IET 국제영어대회, IEWC 국제
영어글쓰기대회, 글로벌 리더십 영어 경연대회, SIFEC 전국영어말하기대회, 국제영어논술대회

  * 위에서 열거된 항목 외에도, 대회 명칭에 수학·과학(물리, 화학, 생물, 지구과학, 천문)·외국어(영어 등) 교과명이 명시된 학교 
외 각종 대회(경시대회, 올림피아드 등) 수상실적을 작성했을 경우 “0점”(또는 불합격) 처리

  ** ‘교외 수상실적’이란 학교 외 기관이 개최한 대회 수상실적을 의미하며, 학교장의 참가 허락을 받은 교외 수상실적이라도 작
성 시 “0점”(또는 불합격) 처리

6. 학생부위주전형의 자기소개서는 공교육 내에서 이루어진 활동을 작성하는 취지이므로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할 수 없는 주요 항
목(논문, 학회지) 등재나 도서 출간, 발명특허 관련 내용, 해외활동실적, 교외 인증시험 성적 등)은 작성할 수 없고, 어학연수 등 
사교육 유발요인이 큰 교외활동의 경우에도 작성이 제한되므로 이를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 평가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작
성을 금지합니다.

7. 학생부위주전형의 자기소개서는 지원자 본인의 강점을 부각시키기 위해 작성하는 것으로 지원자 성명, 출신고교, 부모(친인척포
함)의 실명을 포함한 사회적·경제적 지위(직종명, 직업명, 직장명, 직위명 등)를 암시하는 내용을 기재할 경우 평가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작성을 금지합니다.

8. 표준 공통원서접수서비스를 활용하는 경우, 자기소개서 작성 시 입력 허용 가능한 문자는 영문자, 숫자, 한글만 가능하며, 특수
문자는 아래의 특수문자 및 기호만 입력이 가능합니다.

   * 허용 문자 및 기호 : ~ ! @ # ^ ( ) - _ + / { } [ ] : “ ‘ , . ?
   * 한컴 오피스 한글에 문자표 및 윈도우 한자키를 이용한 특수문자는 입력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 본인은 자기소개서 작성에 관한 유의 사항을 숙지했으며, 유의 사항 위반에 따른 조치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

다. (동의: □)

 연세대학교 자기소개서 대교협공통양식 < 1 / 3 >



본 서식은 참고용입니다. 자기소개서는 원서접수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만 입력/제출바랍니다.

1. 고등학교 재학기간 중 학업에 기울인 노력과 학습 경험을 통해, 배우고 느낀 점을 중심으로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띄어쓰기 포함 1,000자 이내로 기술하여 주십시오.

2. 고등학교 재학기간 중 본인이 의미를 두고 노력했던 교내 활동(3개 이내)을 통해 배우고 느낀 점을 중심으로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 

교외 활동 중 학교장의 허락을 받고 참여한 활동은 포함됩니다.

 ☞ 띄어쓰기 포함 1,500자 이내로 기술하여 주십시오.

 연세대학교 자기소개서 대교협공통양식 < 2 / 3 >



본 서식은 참고용입니다. 자기소개서는 원서접수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만 입력/제출바랍니다.

3. 학교생활 중 배려, 나눔, 협력, 갈등 관리 등을 실천한 사례를 들고, 그 과정을 통해 배우고 느낀 점을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띄어쓰기 포함 1,000자 이내로 기술하여 주십시오.

4. 해당 모집단위에 지원하게 된 동기와 지원하기 위해 노력한 과정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시오. (대학 개별 문항)

 연세대학교 자기소개서 대교협공통양식 < 3 / 3 >

 ☞ 띄어쓰기 포함 1,500자 이내로 기술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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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제공 학교생활기록부 수정요청서

모 집 단 위   서울캠퍼스                                   학과(학부/전공)

수 험 ( 주 민 ) 번 호 집 전 화 번 호

성     명 (자필 서명 또는 날인) 이동전화번호

고 등 학 교                                  고등학교               년         월 졸업(예정)

전산자료 수정 요청 내용

20    년       월       일

연 세 대 학 교  총 장  귀하 

[붙임] 학교생활기록부 사본 1부(학교장 직인 날인 필) - 수정 사항을 밑줄 등으로 표시하여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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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주민등록번호 불일치 사항 확인서

모집단위   서울캠퍼스                              학과(학부/전공)

수험(주민)번호 집전화번호

성    명      (자필 서명 또는 날인) 이동전화번호

고등학교                                  고등학교        년    월 졸업(예정)

1. 이 서식은 개명, 외국인 등록 등으로 인하여 입학원서, 학교생활기록부 및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표에 기재된 성명 또는 주민등록번호가 서로 일치하지 않는 지원자에 한하여 작성합니

다.

2. 해당자는 다음의 서식에 입학원서, 학교생활기록부 및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표에 등재된 성

명 및 주민등록번호와 성명·주민등록번호 불일치 사유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지원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불일치 현황

 20   년     월      일

연 세 대 학 교  총 장  귀하

붙 임 : 관련 증빙서류 1부(주민등록초본, 외국인증명서 등)

구       분 입학원서 학교생활기록부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표
불일치 사유

성       명

주민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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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형료 환불 신청서

성    명   (자필 서명 또는 날인) 연락처

수험(주민)번호    모집단위  학과(학부/전공)

전형명

환불 요청 사유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북한이탈주민  □ 국가보훈대상자  □ 민주화운동관련자  □ 차상위계층

□ 다문화가정자녀  □ 장애인부모자녀  □ 국내·외의 벽·오지 근무경력이 있는 선교사 및 교역자 자녀

환불 계좌 정보

금융기관명 예금주명

계좌번호

위 환불 요청 사유에 해당되어 아래와 같이 서류를 첨부하여 환불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연 세 대 학 교  총 장 귀하

첨부

서류

1. 반환금 수령할 통장 사본 (원서접수 시 기재한 은행 및 계좌번호로 수령할 경우 제출 불필요)

2. 자격별 증빙서류(모든 서류는 2019년 12월 13일 이후 발급된 서류이어야 함. 단, 민주화운동관련자증서, 장애인증명서,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는 제외)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지원자 또는 부모 명의) 증명서 1부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지원자 간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필요시) 1부

  ∙ 차상위계층

    - 자격별 서류 1부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 자활근로자 확인서, 장애(아동)수당 대상자 확인서, 장애인연금 대상자 

확인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우선돌봄 차상위 확인서 중 차상위 계층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차상위계층 대상자가 지원자 본인이 아닐 경우 : 차상위계층 대상자 명의의 가족관계증명서 1부, 차상위계층 대상자 명의의 

주민등록표등본 1부

  ∙ 국가보훈대상자

    - 대학입학특별전형대상자 증명서(보훈번호와 대상구분) 1부

    - 가족관계증명서 1부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와 지원자 간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 민주화운동관련자

    -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 민주화운동관련자증서 1부

    - 가족관계증명서 1부 (민주화운동관련자와 지원자 간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 다문화가정 자녀

    - 결혼이전에 외국국적이었던 부 혹은 모의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및 기본증명서[상세] 각 1부 (단, 이전 국적 확인이 불가할 경우 

제적등본 1부 추가 제출)

    - 결혼이전에 한국국적이었던 부 혹은 모의 제적등본 1부

    - 부모와 지원자 간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지원자 본인 명의의 가족관계증명서 1부

    - 결혼 이후 귀화하지 않은 외국 국적의 부 혹은 모의 경우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또는 외국인등록증사본 1부

  ∙ 장애인(중증장애만 해당) 부모 자녀 : 부 또는 모의 장애인증명서 1부, 장애인 부모와 지원자 본인 명의의 가족관계증명서 1부

  ∙ 북한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 등록 확인서(시ㆍ군ㆍ구청 발급) 1부

  ∙ 국내·외의 벽·오지 근무경력이 있는 선교사 및 교역자 자녀 : 교단 단체장 명의의 근무지 주소와 근무기간이 명시된 경력증명서 

혹은 재직증명서 1부, 부모와 지원자 간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지원자 본인 명의의 가족관계증명서 1부



지원자성명  수험번호

2020학년도 정시모집(일반전형 국제계열) 기타서류 목록표
[해외고/국내학력인정외국교육기관/검정고시 출신자에 한함]

연번 일 자 내   용 발행기관 비고

1 년   월

2 년   월

3 년   월

4 년   월

5 년   월

   ※내용은 20자 이내로 간략히 기술하며, 칸이 부족할 경우 칸을 추가하여 작성

   ※기타서류 목록표에 기재한 연번을 제출하는 각 서류의 오른쪽 위에 일치되게 기재




